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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코어넷(CoreNet)의 개념 체계와 다양한 사전을 이용하여 한국어 워드넷의 초기 버전을 자동으로 구축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미 구축된 영어 워드넷(PWN)과 자동 구축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언어권 워드넷을 구축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워

드넷(EWN), 일본어 워드넷(JWN), 코렉스(KorLex)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자원과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일종인 코어넷을 이용하여, 영

어 워드넷으로부터 한국어 워드넷을 구축한다. 또한 코어넷의 정의문, 예문, 용언 격틀과 같은 부가자원을 활용하여 구축된 한국어 워드넷을 보

강하고 그 결과를 풍부히 한다. 

 

1. 서 론 

 

워드넷은 어휘의 의미 간 계층 관계를 정의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이다. 

많은 응용에서는 워드넷을 이용해 단어의 중의성 해소나 정보 추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워드넷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언어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영어권에서는 

영어 워드넷(PWN)[1]이 구축되어 있으며, 155,287개의 단어를 포함하는 

약 117,000개의 동의어집합(synset)과 그 사이 의미 관계를 정의하고 있

다. 기존에 구축된 영어 워드넷으로부터 자신의 언어권의 워드넷을 구축하

기 위한 많은 시도가 많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유럽 워드넷

(EWN)[2], 일본어 워드넷(JWN)[3], 한국어의 경우에는 코렉스

(KorLex)[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어넷(CoreNet)[5]과 다양한 사전을 이용하여 기존에 

구축된 영어 워드넷으로부터 한국어 워드넷의 초기 버전을 자동으로 구축

하였으며 그 방법 및 결과를 보인다. 코어넷은 1994년에 KAIST에서 제작

된 어휘의미망의 일종으로서, NTT Goi-Taikei[6]를 기반으로 한국어에 맞

게끔 변형 및 보강한 개념 체계를 사용하며 그 사이의 계층 관계를 정의

하고 있다. 각 개념은 그에 소속된 한국어 어휘들을 갖고 있으며, 소속 기

준은 영어 워드넷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이다. 예를 들면 개념에 소속된 어

휘들은 그 개념에 의미적으로 동의어일 수도 있고, 하위어일 수도 있다. 

반면 영어 워드넷의 하나의 동의어집합에 소속된 어휘들은 그 집합과 의

미가 완전히 일치한다. 즉 영어 워드넷의 의미체계가 코어넷의 개념체계보

다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으며, 어떤 응용의 경우 보다 엄밀히 나누어진 

의미 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어휘의미망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코어넷과는 

별도로 보다 세분화된 한국어 워드넷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

는 코어넷의 개념 체계와 영어 워드넷의 의미 체계를 연결해 놓은 선행 

연구[7]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동의어집합의 의미에 맞는 적절한 한국어 

표제어(lemma)를 선별해 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만한 구축 결

과를 보인다. 또한 코어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가 자원들(정의문, 예

문, 용언 격틀)을 활용하여 구축된 한국어 워드넷의 내용물을 더욱 풍부히 

보강하며 그 예시를 보인다. 결과를 보이기에 앞서 코어넷과 영어 워드넷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2장에서 다룬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워드넷 자동 구축 방법을 다룬다. 4장에서는 구축된 한국어 워드넷

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고찰한다. 

 

2. 관련 연구 

 

2-1. 코어넷 

 

코어넷은 명사, 동사, 형용사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 간의 

관계를 정의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로서 KAIST에서 2005년에 NTT Goi-

Taikei을 기반으로 출판되었다. NTT Goi-Taikei 개념 체계의 2,710개의 

개념으로부터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끔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954개의 

개념을 가지며 이들 사이 is-a 혹은 has-a 관계를 정의한다. 개념은 의미

에 있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개념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들을 포함한

다. 예를 들면 ‘과수’라는 개념에 동의 관계 어휘인 ‘과수나무’와 하위 관계 

어휘인 ‘사과나무’가 동시에 포함된다. 코어넷의 모든 어휘 집합은 한국어 

기본 어휘 체계의 약 90% 이상을 커버한다고 보고[8]되어 있다. 

코어넷은 여러 가지 부가 자원 또한 가지고 있다. 각 개념의 의미를 나

타내는 정의문 및 개념에 속한 각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이는 예

문이 존재한다. 또한 각 용언마다 격틀(case frame)이 만들어져 있어 이

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2. 영어 워드넷 

 

영어 워드넷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

해 구축한 어휘 데이터베이스이다. 영어 워드넷에서는 의미의 기본 단위를 

동의어집합으로 삼아 모든 동의어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모았으며 이를 토

대로 의미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약 117,000개의 동의어집합이 존재하

며, 약 155,000개의 영어 어휘를 포함한다. 코어넷과는 달리, 각 동의어

집합과 그에 소속된 어휘들은 정확히 동의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코어

넷에서 ‘사과나무’라는 어휘는 ‘과수’라는 개념에 하위어 관계(hyponymy)

이지만 그 개념에 속하게 된다, 반면 영어 워드넷에서는 ‘사과나무’에 대응

되는 ‘apple tree’라는 어휘는 정확히 ‘apple tree’를 나타내는 동의어집합

에만 속하며, 과수에 대응되는 ‘fruit tree’를 나타내는 동의어집합에는 속

하지 않게 된다. 즉 계층 트리 상에서 명백한 부모-자식 관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어 워드넷의 의미 체계는 코어넷의 그 것보다 의미적으로 더

욱 세분화 되어 있다. 

 

2-3. 코어넷 – 영어 워드넷 매핑 

 
그림 1 코어넷과 영어 워드넷의 계층 트리 매핑 모습의 예시 

 

코어넷의 각 개념과 영어 워드넷의 동의어집합 간의 매핑에 대한 선행

연구[7]가 이미 연구되어 있다. 총 2,937개의 개념들과 영어 워드넷의 동

의어집합들을 의미 관계에 따라 동의 관계, 상위 관계, 하위 관계로 연결

해 두었으며 전체적인 모습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한국어 동의어집합을 선별해 낸다. 

 

3. 자동 구축 과정 

 

3-1. 사전 번역 

 

한국어 워드넷의 자동 구축 과정은 영어 동의어집합의 어휘에 대한 사

전에 기반한 번역에서부터 시작한다. 34개 분야로 분류된 83개의 영-한, 

일-한 대역사전과 11개의 일반 대역사전을 사용하였다. 영어 워드넷과 일

본어 워드넷의 동의어집합에 대한 어휘들을 사전을 이용하여 번역하였고 

이를 중간 결과로 산출했다. 

 

3-2. 번역어 정제 

 

사전을 이용한 번역의 중간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사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번역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용언에 어미 형태가 제 

각각이며 띄어쓰기 규칙도 다르고 불필요한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번역 결과의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번역어에 대하여 단

어 정규화(word normalization)를 실시하였다. 단어 정규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한글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제거한다. 

(예: 영어, 한자, 숫자, 특수문자, …) 

 모든 번역어에 대하여 표제어 복원(lemmatization)을 수행한다. 

 

표제어 복원은 최신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얻은 각 형태소

의 품사를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3-3. 번역어 필터링 

 

 사전을 이용한 중간 결과는 뜻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단어만을 보고 

번역한 것이므로, 영어 워드넷 상에서 동의어집합이 나타내는 뜻 혹은 품

사와 다른 번역어가 표제어로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번역어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였다: 

  

 동의어집합의 품사와 맞지 않는 번역어를 제거한다. 

 동의어집합이 나타내는 뜻과 맞지 않는 번역어를 제거한다. 

 

 
그림 2 계층 정보를 이용해서 동의어집합의 한국어 표제어를 채택하는 

과정 

 

사전을 이용한 번역의 중간 결과는 각 어휘가 속한 동의어집합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번역한 결과이기 때문에 각 동의어집합과 뜻이 상응

하는 번역어만을 분별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어넷 - 영어 워드넷 매

핑 테이블을 사용하였으며, 번역어의 필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역어가 속한 동의어집합과 동의 관계로 매핑된 코어넷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모든 상위 개념에 그 번역어가 단 한번이라도 속한다면 

한국어 표제어로 채택한다. 

 번역어가 속한 동의어집합과 상위 관계로 매핑된 코어넷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모든 상위 개념에 그 번역어가 단 한번이라도 속한다면 

한국어 표제어로 채택한다. 

 번역어가 속한 동의어집합의 모든 상위 동의어집합과 동의 혹은 상

위 관계로 매핑된 코어넷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모든 상위 개념에 그 

번역어가 단 한번이라도 속한다면 한국어 표제어로 채택한다. 

 

위 항목에서 동의 관계의 개념 혹은 동의어집합뿐만 아니라 모든 상위 

관계 또한 고려하는 이유는, 개념 자체가 의미에 있어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휘들을 포함하며, 따라서 동의 관계로 매핑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어휘가 

상위 개념들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림 2와 같이 ‘apple 

tree’를 나타내는 동의어집합의 상위 집합은 ‘fruit tree’를 나타내는 동의어

집합이고 이는 ‘과수’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 때 ‘과수’라는 개념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 해당하는 모든 나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사과나

무’라는 어휘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따로 매핑되지 않은 ‘apple tree’에 대

한 번역어 ‘사과나무’는 필터링되지 않고 한국어 표제어로 채택될 수 있다. 

 

3-4. 부가 자원 포함 

 

코어넷은 정의문, 예문, 용언 격틀과 같은 다양한 부가 자원을 갖고 있

다. 이 자원들을 코어넷 – 영어 워드넷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구축된 한

국어 워드넷에 포함시켜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각 개념이 갖고 

있는 정의문을 매핑된 각 동의어집합에 부여하였으며, 개념에 소속된 각 

어휘가 갖고 있는 예문과 용언 격틀을 해당하는 한국어 표제어에 부여하

였다. 용언의 격틀을 표현할 때, 논항은 동의어집합의 고유 ID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격틀의 실제 데이터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용언의 동의어집합 ID / 논항 1 / 조사 1 / … / 논항 4 / 조사 4 / 용언 

 04633453-n / 05687338-n / 이, 가 / 생기다 

 01251128-a / 02463810-n / 이 / 차갑다 

 00112312-n / 00007846-n / 이, 가 / 04161981-n / 을 / 밀다 

 00194534-v / 00007846-n / 이, 가 / 00717081-n / 을, 를 / 

벗기다 

 13553560-n / 00007846-n / 이, 가 / 13384877-n / 을, 를 / 

08056231-n / 에서 / 찾다 

 01860795-v / 08397255-n / 이, 가 / 07445265-n / 을, 를 / 

08497294-n / 에서 / 멈추다 

그림 3 매핑된 용언 격틀의 실제 데이터 예시 



 

4. 구축 결과 및 분석 

 

품 사 명 사 용 언 총 합 

개 수 8,688 1,026 9,714 

표 1 확보한 동의어집합 개수 

 

부가 자원 정의문 예 문 용언 격틀 

개 수 5,752 7,126 4,157 

표 2 부가 자원의 개수 

 

모든 과정을 완료한 결과의 동의어집합 개수는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코어넷이 갖는 2,937개의 개념보다 약 3배가량 많다. 이는 코어넷에 비해 

영어 워드넷의 의미체계가 더욱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2005년에 완

성된 코어넷 이외에도 한국어 워드넷 구축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위의 확

보된 동의어집합이 커버하는 한번이라도 매핑된 코어넷의 개념은 

79.12%에 이르며 전체 코어넷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60%에 이른다. 즉 

구축된 한국어 워드넷은 코어넷이 갖는 개념 체계의 정보를 상당 부분 커

버한다. 이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코어넷의 개념 체계 정보

를 많은 부분 함의함으로써 구축된 워드넷의 효용성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다. 영어 워드넷에서 제공하는 Core WordNet 같은 경우 약 65.66% 가

량을 커버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적합한 개념 체계를 갖는 코어넷을 기반으로, 

영어 워드넷으로부터 한국어 워드넷을 자동으로 구축하였다. 사전 번역에

서의 오번역을 코어넷의 어휘를 통해 정제하였고, 또한 코어넷의 개념체계

를 기반으로 영어 워드넷의 동의어집합의 분류를 가다듬었다. 그 결과 약 

1만개 정도의 동의어집합을 확보하였으며, 코어넷의 자원들을 워드넷에 

맞게 변형하여 그 결과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어 워드넷 시작의 발판으로 삼아 계속해서 추가 동의어집합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현재 구축된 초기 버전의 한국어 워드넷을 개선 및 확장 시킬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한국어 워드넷을 서비스화 하여 

공개1하고, 개선 및 확장된 워드넷을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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